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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Maintenance) 관련
배경 설명

• ICH에서 MedDRA의 유지, 관리 및 보수를 책임질 ‘기관’을
설립하기로 결정

• MedDRA Maintenance and Support Services Organization 
(MSSO, 국제 의약 용어 유지·관리 기구)

• MSSO는 시작부터(1998년) 지금까지 미국 Northrop 
Grumman사의 조직

• ICH의 엄격한 입찰 절차에 따라 계약

– 비즈니스 요구 사항

• MedDRA 사용자의 요구/문의 등에 즉각적 대응

• (변화하는)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MedDRA 개발 등

– ICH MedDRA 관리 위원회의 관리 감독

• MSSO 업무의 범위, 예산 및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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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있는(?) MedDRA

• 사용자들이 참여하여, MSSO와 함께 만드는 용어집/데이터

– User-responsive terminology

• 지난 20년 동안 ‘진화(evolve)’를 거듭 해 온 MedD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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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DRA 유지∙관리 (1)

• MSSO의 (가장) 주된 역할

• MSSO에서는 항상(daily) MedDRA 사용자들로 부터 ‘변경
요청’을 받고 있음

– 새로운 용어 추가 요청

– 기존 용어 변경 요청

• 모든 ‘변경 요청’은 여러 나라의 다양한 전문의들로 구성된
MSSO 내 그룹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됨

– 독일, 일본(JMO, Japanese Maintenance Organisation), 
스페인 및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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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DRA 유지∙관리 (2)

• MSSO는 모든 ‘변경 요청’에 업무일 기준 10일 이내로 승인
여부에 대한 회신을 보내고 있음

– 다음 배포 버전에 적용 될 변경 사항 (미리) 공개

– 당연히 요청자에게도 회신

– 승인되지 않은 변경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요청자에게 그
이유(Rationale)를 설명함

• MedDRA는 연간 2회 배포(업데이트) 됨

– 매년 3월 1일 및 9월 1일

– 모든 새로운 용어 및 (번역되는) MedDRA 관련 문서의 변경
사항은 전문 번역 업체들을 통해 모든 MedDRA 언어로 번역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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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MedDRA 관련 모든 문서가 번역되는 것은 아님



ICH와 MedDRA

• ICH의 역할

– MedDRA를 ICH 표준으로 (초기) 개발

– MedDRA® (지적 재산권, 상표권) 소유

– ICH가 MSSO의 업무를 MedDRA 관리 위원회를 통해 관리
감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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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DRA MSSO
(Maintenance and Support Services Organization)

• ICH와 계약

• MedDRA의 유지 관리, 보수 및 개발을 위한 조직

• 전 세계의 MedDRA 사용자들을 돕는 역할

– 일본의 사용자들만 예외적으로 JMO에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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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SO 역할/기능 (1)

• MedDRA는 사용자의 요구에 응답하는 용어집

• MSSO의 주된 기능은 MedDRA의 유지 보수와 개발

– MSSO에서 제안 및 요청 사항을 수렴하는 ‘변경 요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 국제 전문의들의 의견 합의가 된 사항을 적용함

– 모든 ‘변경 요청’에 대한 결정사항(disposition)을
제출자에게 통보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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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요청’ 검토에 따른 결과

• 승인, 요청한 대로(Approved as requested)

• 승인, 요청한 내용과 다르게(Approved not as requested)

• 불가(Rejected)

• 보류(Susp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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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DRA 변경 요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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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SO 역할/기능 (2)

• MedDRA 버전 업데이트 관련

– 모든 새로운 또는 변경된 용어는 MSSO에서 10개의 언어로
번역됨(중국어, 체코어, 네덜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그리고
스페인어)

• 일본어 번역은 JMO에서 담당

• MSSO에서 담당하는 언어들은 전문 업체를 통해 번역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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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관련 진행 사항은 조금 후에 설명, 첫 배포 후 다른 10개 언어와 동일한
절차와 방법대로 유지 관리 될 예정



MSSO 역할/기능 (3)

• MedDRA 배포(release, 파일 직접 다운로드) 시, 모든
MedDRA 언어 번역본의 사용자 안내 문서도 포함되어 있음

– 일본어 관련 사항은 모두 JMO에서 번역, 문서 관리

– 배포 파일 내 포함된 문서:

• MedDRA 입문 가이드*

• SMQ 입문 가이드*

• 새로운 사항 안내(What’s New document)*

• 파일 형식 문서*

• 상세 변경 요청 보고서

• SMQ 엑셀 파일

• 버전 보고서

* 모든 MedDRA 언어로 번역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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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 파일 내 구성요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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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버전의 MedDRA 
관계형 데이터 파일

이번 버전에서 변화

MedDRA 입문 가이드
파일 형식 문서

적용된 변경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이번 버전에서
변화된 부분 설명

새로 추가되거나 변경된 용어
목록 엑셀파일

압축파일(zip) 내
구성파일 설명

SMQ 엑셀 파일

SMQ 입문 가이드



MSSO 내 품질 관리 (1)
(QC, Quality Control)

• 여러 가지 형태로 품질 관리 활동 수행

– 내부 감사

• 절차/행정 측면: 올바른 절차대로 진행되었고, 문서화
되었는가?

– 100% 모든 변경 요청 사항 해당

– 품질 관리 업무만 담당하는 관리자

• 의학/전문성 측면: 의학적으로 올바른 결정이 내려졌는가?

– 변경 요청 사항의 일부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정확성, 
완결성 및 유용성 측면에서 의료 전문가가 다시 한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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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SO 내 품질 관리 (2)

– 외부 감사

• 매 업데이트 버전에 대한 의학적 감사– 2명의 (외부) 전문의가
적용된 변경 사항의 일부를 심층 검토하고 의견을 제공함

• ISO 9001:2015 절차 감사 – 외부 감사 위원이 기록과
문서들을 검토하고 직원 인터뷰 진행

• MedDRA 관리 위원회에서 외부 팀을 고용하여 회계, 
(의학)전문성 및 시스템 감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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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인증(Certification)

• MSSO는 ISO 9001:2015 인증 기관

– ‘품질 관리 시스템’ 관련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표준

– 국제 표준 기구(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ISO)에서 개발

• MSSO는 2003년 부터 ISO 인증을
지속적으로 유지/갱신해 오고 있음

– 최신 2019년 4월 감사

• 인증을 위한 절차:

– SOP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감리

– 절차 이해도 파악을 위한 MSSO 
직원 인터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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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DRA 업데이트 및 버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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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DRA 버전 관리

• MedDRA는 연간 두 번 업데이트 됨

– 3월 1일 X.0 (모든 수준에서 업데이트)

– 9월 1일 X.1 (LLT와 PT 수준에서 업데이트)

• 데이터 검색과 제시에 사용된 버전을 반드시 기록해야 함

• 활용가능 자료:
– “새로운 사항(What’s New)” 문서

– 버전 보고서(Version report)

– MedDRA 버전 분석 툴 (MVAT)

• 검색 시 사용하는 용어의 버전은 질의하는/추출하는
데이터(data being queried)와 동일한 MedDRA 버전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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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DRA ‘보고’ 버전 관련
MSSO 권장 사항

• MedDRA의 새로운 배포 버전은 출시 후 두 번째 달의 첫째
주 월요일에 보고 버전이 됨

– 3월 1일 – MedDRA X.0 공개

➥ 5월 첫째주 월요일 – MedDRA X.0이 보고 버전이 됨

– 9월 1일 – MedDRA X.1 공개

➥ 11월 첫째주 월요일 - MedDRA X.1이 보고 버전이 됨

• 명시된 전환 날짜 및 시간은 모든 사용자가 시스템을 새로운
MedDRA 버전으로 전환할 충분한 준비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

• 2019년 1월 식약처에서 배포한 ‘약물이상반응 및 이상사례
전자보고 가이드라인(일명 E2B(R3) 한국 지역 구현
가이드라인)’에서 이와 같이 채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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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MedDRA 관련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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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4일 – 22.1 버전으로
전환(Transition)

5월 4일 – 23.0 버전으로
전환(Transition)

2019

2020

9월 1일 – 영문 22.1 버전 출시

9월 15일 – 번역본 22.1 버전 출시

3월 1일 – 영문 23.0 버전 출시

3월 15일 – 번역본 23.0 버전 출시



전환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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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DRA 데이터 공유

• 가입 시, MedDRA에 대한 접근 권한을 1년 동안 제공

• 가입자는 제3자에게 이차 라이선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MedDRA를 공개/발표하거나 달리 배포할 수 없음

• MedDRA 현 가입자 간에는 자유롭게 데이터를 교환/공유 할
수 있음

–의뢰자-의뢰자 간, 의뢰자-CRO 간, 업체-사용자 간, 등. 

–Self-Service Application를 이용하여 타 기관의 가입
상태를 확인 할 수 있음

• 비가입 기관과 MedDRA를 공유하는 것은 MedDRA 라이선스
위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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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DRA 데이터 공유

• 자세한 정보는 ˹MedDRA 데이터 공유준칙˼ 문서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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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DRA 라이선스 갱신

• 라이선스 기간 만료 30-45일 전 등록된 이메일 주소로 갱신
관련 이메일이 발송됨

– 회신이 없으면 재알림(Reminder) 이메일도 전송

• 영리 목적 라이선스의 경우, 신규 가입시와 마찬가지로 전
회계연도(past fiscal year) 매출 정보 증빙 문서를 첨부하여
회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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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관리

• MedDRA ID : 기관 마다 5자리 숫자로 부여. 변경 되지 않음

• (접근) 비밀번호 : 기관 마다 부여(사용자 마다 다른 것 아님, 
사내 공유하여 사용 바람), 라이선스 갱신 시 자동으로 변경 됨

• 압축 비밀번호 : MedDRA 버전마다 부여 (같은 버전의 영어 및
10개 언어 압축 파일에 동일)

• CRID : Change Request ID, 기관 마다 부여, ‘변경 요청’
웹시스템에서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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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관리 및
Self-Service Application (S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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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DRA ID 찾기
(Retrieve MedDRA ID)

• 기관 공식 이메일 도메인을 사용하는 경우만, MedDRA ID를
찾을 수 있음 (예- @meddra.org, @pmrj.jp)

1) 본인의 이메일 주소 + 이미지 문자를 기입 후
‘보내기(Submit)’ 
- 아직 페이지에서 나가면 안됨

2) 이메일로 자동 발송되는 ‘암호화 코드(authorization 
code)’를 20분 안에 복사+붙여넣기 하여 ‘보내기(Submit)’

3) MedDRA ID를 바로 그 화면(Self-Service Application)에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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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DRA 비밀번호 찾기
(Retrieve MedDRA Password)

• MSSO에 등록된(Primary, Billing and Alternate point of 
contacts) 이메일 주소로만 비밀번호를 찾을 수 있음

1) 등록된 이메일 주소 기입 후 ‘보내기(Submit)’ 

2) 이메일로 자동 발송되는 ‘암호화 코드(authorization 
code)’를 20분 안에 복사+붙여넣기 하여 ‘보내기(Submit)’

3) MedDRA 비밀번호와 CRID를 바로 그 화면(SSA)에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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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DRA 압축 비밀번호 찾기

• MSSO에 등록된(Primary, Billing and Alternate point of 
contacts) 이메일 주소로만 비밀번호를 찾을 수 있음

- 버전을 선택(7.0~22.0) 해야 한다는 것만 다름

1) 등록된 이메일 주소 기입 후 ‘보내기(Submit)’ 

2) 이메일로 자동 발송되는 ‘암호화 코드(authorization 
code)’를 20분 안에 복사+붙여넣기 하여 ‘보내기(Submit)’

3) 압축 비밀번호를 바로 그 화면(SSA)에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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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MedDRA 
가입/라이선스 상태 확인
(Check Organisation Status)

• (당연히) MedDRA ID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하여야 ‘자사’ 가입
상태를 확인 할 수 있음

• 확인 날짜가 찍히는 파일(PDF)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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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MedDRA 
가입/라이선스 상태 확인
(Check Organisation Status)

• 일단, 로그인 한 후에 다른 MedDRA ID를 입력할 수 있음

– 즉, MedDRA ID는 기관 간에 서로 알려주어도 됨

• ‘가져오기(Import)’를 클릭하면 엑셀 파일을 업로드 하여 최대
100개까지 가입 상태를 한번에 확인 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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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MedDRA 준비 및 배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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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MedDRA 번역과 검토: 
현재 진행 중(2019년 6월)

• 한국어 검토/번역 참고 자료: 

– 식약처 제공 ˹의약품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한국어판
국제의약용어 제·개정 지침˼, 일명 Korean Linguistic 
Convention Document(LCD)

– 대한의사협회 의학용어 제5판에 따른 ˹지제근 의학용어사전˼

– 국립국어원 제공 (온라인) 표준국어대사전(특히 띄어쓰기, 
관용어 등 확인 목적)

– 그리고 무수히 많은 자료들

• 번역 검토 실무팀:

– 다국적 (의학) 번역 전문 업체

– 한국어 원어민 언어학자 및 번역가 포함

34



한국어 MedDRA 배포 계획

• MedDRA 22.1 버전 부터 (2019년 9월 15일)

– 해당 버전은 2019년 11월 4일(11월 첫째 주 월요일) 부터 ‘보고’
버전이 됨

– 의약품안전나라(http://nedrug.mfds.go.kr)에도 2019년 11월
4일 부터 적용이 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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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로 제공되는
MSSO 서비스?

• MedDRA 웹사이트의 소개 페이지

• 브라우저 사용 환경(Interface)

• 2개의 요약 버전 고려 사항 문서

• 한국어 배포 압축 파일 내 포함되는 문서들
– 다음 세션에서 자세히 설명

• 헬프데스크 문의 답변*

• 2일간 진행되는 MedDRA 현장(Face-to-face) 교육*

• 웨비나 (Webin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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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DRA MSSO 도윤희제공



MedDRA 교육 장소 섭외 중

• 2019 하반기/2020 한국에서 MSSO MedDRA 현장 교육을
위해 장소를 제공할 가입기관을 알아보는 중

– 이틀 간 교육 내용: ‘MedDRA 용어 코딩’ 8시간(하루) & 
‘MedDRA: 안전성 데이터 분석 및 SMQs’ 8시간(하루) 

– 장소제공 기관에서 5명까지 참석 가능, 미리 자리 확보

- 나머지 기관에서 2명까지 참석 가능

• 요구 사항 (교육 장소에 필요한 사항)

– 최대 35명까지 참석자들이 교육 받을 수 있는 공간

– 참석자 모두가 개인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원 연결 장비

– 프로젝터와 스크린

– 와이파이 (필수 사항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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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